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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자 모듈(예컨대, 세라믹 또는 플라스틱 볼 그리드 어레이 모듈)을 회로 기판에 땜납으로 연결하는 방법 및 구조체이다.

무연의 땜납 볼이 접합 땜납을 사용하지 않고 모듈에 납땜된다. 땜납 볼은 약 3 내지 약 15중량%의 안티몬을 함유하는 주

석-안티몬 합금을 포함한다. 땜납 볼은 무연의 접합 땜납을 사용해서 회로 기판에 납땜된다. 접합 땜납은 약 95.5-96.0중

량%의 주석, 약 3.5-4.0중량%의 은 및 약 0.5-1.0중량%의 구리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석-은-구리 합금으로 필수

적으로 이루어진다. 결과로 나온 모듈과 회로 기판 사이의 납땜 접속은 기준 구조체의 피로 수명의 적어도 90%의 피로 수

명을 가진다. 기준 구조체는 63Sn/37Pb 접합 땜납에 의해 모듈 및 회로 카드에 접합된 90Pb/10Sn 땜납 볼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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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 모듈(예컨대, 세라믹 또는 플라스틱 볼 그리드 어레이 모듈)을 회로 기판에 땜납으로 연결하는 방법 및 구

조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전자 모듈(예컨대, 세라믹 또는 플라스틱 볼 그리드 어레이 모듈)은 전형적으로 납-함유 땜납 상호 접속재에 의해서 회로

카드에 연결된다. 불행하게도, 납(lead)은 독성이 있어서 환경적으로 유해하다. 따라서, 전자 모듈을 회로 카드에 신뢰할

수 있게 연결시키는 무연(즉, 납없는)의 땜납 상호 접속 구조체가 요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은 그 일 국면에서, 전자 구조체 형성 방법을 제공하고, 상기 방법은

기판을 마련하는 단계와,

접합 땜납을 사용하지 않고, 무연의 땜납 부재 - 상기 땜납 부재는 주석-안티몬 합금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주

석-안티몬 합금은 3 내지 15중량%의 안티몬과, 주석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잔여 중량 부분으로 이루어짐- 를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주석-안티몬 합금은 약 5 내지 10중량%의 안티몬을 함유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납땜하는 단계는 상기 땜납 부재를 리플로우(reflow)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납땜하는 단계는 땜납의 높이는 약 25% 내지 35% 감소시킨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기판은 세라믹 볼 그리드 어레이(CBGA) 모듈 또는 플라스틱 볼 그리드 어레이(PBGA) 모듈을 포함한

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기판은 반도체 칩이다.

본 발명은 전자 구조체 형성 방법을 적절하게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제 1 기판 및 제 2 기판을 마련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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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땜을 수행하기 위해 접합 땜납을 사용하지 않고, 무연의 땜납 부재 - 상기 땜납 부재는 주석-안티몬 합금으로 필수적으

로 이루어지며, 상기 주석-안티몬 합금은 3 내지 15중량%의 안티몬과, 주석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잔여 중량 부분으

로 이루어짐- 를 제 1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와,

상기 땜납 부재를 무연의 접합 땜납을 사용해서 상기 제 2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주석-안티몬 합금은 안티몬을 약 5% 내지 약 10중량% 함유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땜납 부재를 상기 제 2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는 상기 접합 땜납의 용해 온도 이상이며, 상기 전자 구조

체의 어떤 부분에도 해가 가지 않는 최고 온도이하인 온도로 접합 땜납을 리플로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땜납 부재를 상기 제 2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는 상기 접합 땜납을 상기 접합 땜납의 용해 온도 이상이

며, 약 250℃ 이하의 온도로 상기 접합 땜납을 리플로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땜납 부재를 상기 제 2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는 상기 접합 땜납의 용해 온도이상이며, 전자 구조체의

어떤 부분에도 해를 가하지 않는 최고 온도이하의 온도로 접합 땜납을 리플로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접합 땜납은 약 95.5-96.0중량%의 주석, 약 3.5-4.0중량%의 은 및 약 0.5-1.0중량%의 구리로 필수

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석-은-구리 합금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땜납 부재를 상기 제 2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는 약 230℃와 250℃ 사이의 온도로 접합 땜납을 리플로

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땜납 부재를 상기 제 2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는 상기 땜납 부재를 용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땜납 부재를 상기 제 2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는 상기 주석-안티몬 합금을 상기 접합 땜납과 상호 혼합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땜납 부재를 상기 제 2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는 땜납 부재를 용해하는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땜납 부재를 상기 제 2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는 상기 주석-안티몬 합금을 상기 접합 땜납과 상호 혼합

하는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 1 기판은 세라믹 볼 그리드 어레이(CBGA) 모듈 또는 플라스틱 볼 그리드 어레이(PBGA) 모듈을 포

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 1 기판은 반도체 칩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제 2 국면에서, 전자 구조체를 제공하고, 상기 전자 구조체는

기판과,

접합 땜납을 사용하지 않고, 땜납 부재와 기판 사이에서 기판에 납땜된 무연의 부재 - 상기 땜납 부재는 주석-안티몬 합금

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주석-안티몬 합금은 3 내지 15중량%의 안티몬과, 주석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잔여

중량 부분으로 이루어짐- 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주석-안티몬 합금은 약 5 내지 10중량%의 안티몬을 함유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기판은 세라믹 볼 그리드 어레이(CBGA) 모듈 또는 플라스틱 볼 그리드 어레이(PBGA) 모듈을 포함한

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기판은 반도체 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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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전자 구조체를 적절하게 제공하며, 상기 구조체는

제 1 기판과,

제 2 기판과,

접합 땜납을 사용하지 않고, 상기 제 1 기판에 납땜된 무연의 땜납 부재 - 상기 땜납 부재는 주석-안티몬 합금으로 필수적

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주석-안티몬 합금은 3 내지 15중량%의 안티몬과, 주석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잔여 중량 부분

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땜납 부재는 무연의 접합 땜납을 사용해서 상기 제 2 기판에 납땜됨 - 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주석-안티몬 합금은 약 5 내지 10중량%의 안티몬을 함유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주석-안티몬 합금은 상기 접합 땜납과 상호 혼합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주석-안티몬 합금은 상기 접합 땜납과 상호 혼합되지 않는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접합 땜납은 약 95.5-96.0중량%의 주석, 약 3.5-4.0중량%의 은 및 약 0.5-1.0중량%의 구리를 필수

적으로 포함하는 주석-은-구리 합금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기판은 세라믹 볼 그리드 어레이(CBGA) 모듈 또는 플라스틱 볼 그리드 어레이(PBGA) 모듈을 포함한

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기판은 반도체 칩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따라서, 전자 모듈을 회로 카드에 신뢰할 수 있게 연결시키는 무연의 땜납 상호 접속 구조체를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서, 전자 모듈 상의 땜납 볼을 포함하는 전자 구조체의 정면 단면도,

도 2는, 도 1의 땜납 볼이 전자 모듈에 연결된 이후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도 2의 땜납 볼을 접합 땜납을 사용해서 회로 카드에 납땜함으로써 전자 모듈이 회로 카드에 연결된 이후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도 3의 땜납 볼의 재료가 도 3의 접합 땜납의 재료와 상호 혼합하는 이미지를 도시한 도면.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모듈(12)상에 무연의 땜납 볼(16)을 포함한 전자 구조체(10)의 정면 단면도이다. 전자 모듈

(12)은 세라믹 볼 그리드 어레이(CBGA) 및 플라스틱 볼 그리드 어레이(PBGA)를 포함할 수 있다. 무연의 땜납 볼(16)은

약 3중량% 내지 약 15중량%의 안티몬을 포함하는 주석-안티몬 합금(Sn/Sb)을 포함한다. 땜납 볼(16)은 전자 모듈(12)상

에 존재하는 도전성 패드(32)에서 전자 모듈(12)로 납땜된다. 땜납 볼(16)은 땜납 볼(16)내의 주석-안티몬 합금의 용해 온

도이상의 리플로우 온도로 땜납 볼(16)을 리플로우함으로써 전자 모듈(12)에 납땜된다. 리플로우 오븐에서 가열하는 것과

같이, 땜납 볼(16)을 리플로우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다. 땜납 볼(16)은 전자 모듈(12)에 납땜되기 전에 방향

(26)으로 초기 높이(H0)를 가지고, 전자 모듈(12)에 납땜된 이후에 높이(H1:즉, H1<H0)를 가지며, 이는 땜납 볼(16)이 리

플로우되는 동안 땜납 볼(16) 물질이 도전성 패드(32)상에 퍼지기 때문이다.

표 1은 다양한 주석-안티몬 합금(즉, Sn/Sb 합금)의 용해 온도 및 고화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의하자면, 땜납의 고화 온

도는 땜납이 완전히 고화되는 온도이다. 땜납의 액화 온도는 땜납이 완전히 액화되는 온도이다. 땜납이 정의된 온도 범위

이상에서 녹는 합금을 함유하고 있다면, 땜납의 고화 온도는 액화 온도이하이다. 표 1을 참조하면, 3중량%, 5중량%, 10중

량% 또는 15중량%의 안티몬을 가진 주석-안티몬 합금의 액화 온도는 각각 238, 240, 246 또는 2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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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안티몬 트리옥사이드가 유독성인 것이 주목해야 한다. 땜납 볼(16)에 사용되는 주석-안티몬 합금에 안티몬이 존재하므로,

안티몬 트리옥사이드가 전자 구조체(10)를 제조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형성되면 인체에 유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티몬은 약 550℃이하의 온도에서 산화되지 않고 안티몬 트리옥사이드를 형성한다. 15중량%의 안티몬을 가진 주석-안티

몬 합금을 사용하는 최악의 경우에, 용해 온도인 280℃보다 20℃높은 온도에서 리플로우하는 경우에도 땜납 볼(16)내의

주석-안티몬 합금을 리플로우하는데 필요한 리플로우 온도는 3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땜납 볼(16)의 주석-

안티몬 합금에서 안티몬을 사용하는 것은 땜납 볼(16)을 전자 모듈(12)에 납땜하는 동안에 안티몬 트리옥사이드를 형성하

는 위험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땜납 볼(16)은 땜납 볼(16)과 전자 모듈(12)사이에 접합 땜납(예컨대 땜납 페이스트)를 개재시키지

않고, 전자 모듈(12)에 납땜되어 있다. 땜납 볼(16)을 전자 모듈(12)에 납땜시키는 것은 공지된 바와 같이, 플럭싱보다 앞

서서 수행된다. 플럭싱을 통해서 도전성 패드(32)의 표면(33)으로부터 표면 산화물 및 표면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도

전성 패드(32)가 리플로우 이전에 가열될 때, 표면의 재산화를 방지한다. 따라서, 플럭싱은 리플로우 온도에서의 액상 땜

납 볼(16)의 웨팅(wetting)을 조장한다. 플럭싱에 관한 이해를 위해, E.G., D.P. Seraphim et al., "Principles of

Electronic Packaging," pages 591-594, McGrawHill, Inc., 1989를 참조한다. 도 1은 땜납 볼(16)을 전자 모듈(12)에 납

땜 하는 것과 관련된 액상 플럭스(20)을 도시하고 있다. 페이스트와 같은 낮은 점도의 플럭스, 높은 점도의 플럭스 및 중간

굳기의 플럭스를 포함한, 당업자에게 공지된 임의의 적절한 액상 플럭스(20)가 사용될 수 있다. 전술한 납땜의 결과, 전자

모듈(12)에 납땜된 땜납 볼(16)이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도 1의 땜납 볼(16)을 용해시키고 납땜해서 도 2의 구조체를 생성함으로써,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땜납 볼(16)의 땜납은

도전성 패드(32)에 퍼지고, 땜납 볼(16)의 초기 높이(H0)는 리플로우의 결과 더 낮은 높이(H1)로 감소된다. 예컨대, 도 1의

35mil 지름의 구형 땜납 볼(16)(즉, H0=35mil)은 납땜되었을 때, 절단된 구형의 형상(도 2에서 땜납 볼(16)의 땜납 범프

형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은 감소된 높이(H1)를 가지고 있다. 상세하게 H0=35mil인 경우에 약 25.5mil로 측정되는 H 1

은 일반적으로, 구형 땜납 볼(16)의 초기 지름 및 도전성 패드(32)의 표면 영역에 의존하는 설계 파라미터이다. 35mil에서

25.5mil로의 높이 감소는 H0에서 H1으로의 약 27%의 높이 감소율이다. H0에서 H1으로의 전형적인 높이 감소는 약 25%-

30%의 범위에 있다.

접합 땜납을 개재시키지 않고, 땜납 볼(16)을 전자 모듈(12)에 납땜하는 본 방법은 CBGA 모듈에 사용되는 종래의 방법에

서 벗어난다. 만약 관련된 방법이 사용되면, 지름이 35mil인 구형 땜납 볼(16)은 도전성 패드(32)상에 놓인 하부-용해 접

합 땜납을 리플로우함으로써 CBGA 모듈에 연결될 것이다. 관련된 방법에서, 하부-용해 접합 땜납은 땜납 볼(16)이 녹지

않는 온도로 리플로우될 것이며, 땜납 볼(16)과 관련된 결과로 나온 땜납 범프의 높이(땜납 볼(16)이 CBGA 모듈에 납땜된

이후)는 최초 35mil를 유지할 것이다(즉, 관련된 방법에서 H0=H1). 비록 관련된 방법은, 땜납 범프 높이(H1)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방법에서 보다 높다고 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복잡하지 않다는 이점

을 가지고 있다.

도 3은 무연의 접합 땜납(22)을 사용해서 땜납 볼(16)을 회로 카드(30)에 납땜함으로써 전자 모듈(12)이 회로 카드(30)에

연결된 이후의 도 2를 도시하고 있다. 95.5 Sn/3.8 Ag/0.7 Cu(즉 95.5중량%의 주석(Sn), 3.8중량%의 은(Ag) 및 0.7중

량%의 구리(Cu))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접합 땜납(22)을 사용하는 테스트(후술됨)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접합 땜납

(22)의 함유물에 대한 합금의 유용한 분류는 표 1에 나타난 주석-은-구리 합금, 즉 약 95.5-96.0중량%의 주석, 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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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중량%의 은, 약 0.5-1.0중량%의 구리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석-은-구리 합금이다. 표 1은 주석-은-구리 합금

의 약화 온도 및 고화 온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즉 리스트된 주석-은-구리 합금의 액화온도는 약 217℃임을 나타내

고 있다.

접합 땜납(22)을 리플로우해서 땜납 볼(16)을 회로 카드(30)에 납땜하는 것은 접합 땜납(22)의 액화 온도(TL,JOINER)보다

높은 리플로우 온도(TREFLOW), 즉 TREFLOW>TL,JOINER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리플로우 온도의 공간 분포의 불확실성과

불균일성에 대해 대비하고, 접합 땜납(22)의 공간적인 불균일성을 고려해서, 리플로우 온도(TREFLOW)에 대해서 온도 마진

(ΔT)은 신중하게(conservatively) 선택될 수 있다. 즉, TREFLOW=TL,JOINER+ΔT. 임의의 ΔT이 선택될 수 있지만, 10 내지

25℃의 ΔT가 전형적인 범위이다. 임의의 소망의 마진(ΔT)은 본 발명의 범주내에 있다. 상기 설명된 특정 주석-은-구리

합금에 대해서, 표 1은 TL,JOINER이 약 270℃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상기 설명한 주석-은-구리 합금 분류에 대해서,

TREFLOW는 최소 약 217℃까지 낮아질 수 있지만, 적어도 약 230℃, 235℃ 등으로 신중하게 선택될 수 있다.

땜납 볼(16)의 리플로우 온도(TREFLOW)가 고화 온도(TS,BALL)보다 낮기 때문에, TREFLOW의 선택은 땜납 볼(16)의 용해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이로써 땜납 볼(16)은 접합 땜납(22)의 리플로우동안 용해되지 않을 것이다. 땜납 볼(16)이 접합

땜납(22)의 리플로우시에 용해된다면, 접합 땜납(22)의 리플로우시의 땜납 볼(16)의 용해로 인해서 땜납 볼(16)의 높이

(H1)는, 접합 땜납(22)의 리플로우 이후에, 전자 모듈(12)과 회로 카드(30)사이의 방향(H1)으로 추가적으로 감소(ΔH1)될

것이다. 높이의 추가 감소(ΔH1)는 용해되는 땜납 볼(16)상에 작용하는 전자 모듈(12)의 무게에 의해 발생된다. 요약하면,

회로 카드(30)에 용해되어 접착된 이후의 땜납 볼(16)의 최종 높이(H)는 H1-ΔH1이고, 여기서 TREFLOW<TL,JOINER 이면,

ΔH1=0이고, TREFLOW≥TS,BALL이면, ΔH1>0이다.

그 초기 높이에 대한 땜납 볼(16)의 높이의 감소(예컨대, H0-H1,ΔH1 또는 H0-ΔH1+ΔH1)는 열적 테스트시 또는 필드 동

작시와 같은 온도 전이시의 땜납 볼(16)상의 전단 변형율(shear strain)을 증가시킨다. 1/H에 비례하는, 전단 변형율은 전

자 모듈(12)과 회로 카드(30)사이의 열팽창 계수(CTE)의 부정합의 결과이다. 예컨대, 유기 칩 캐리어(organic chip

carrier)를 포함하고 있는 회로 카드(30)는 약 14 내지 22 ppm/℃의 범위의 CTE를 가질 수 있다. 전단 변형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전성 패드(34)에 땜납 볼(16)을 접착하는 것의 열 피로 수명(thermal fatigue life:TFL)은 감소된다. TFL은 (1/

전단 변형율)2에 비례하거나 또는 동일하게, TFL은 H2에 비례한다. 결론적으로, 만약 땜납 볼(16)이 접합 땜납(22)의 리

플로우시에 용해되지 않는다면, 땜납 볼(16)이 접합 땜납(22)의 리플로우시에 용해되는 경우보다 TFL은 잠재적으로 더

크다. 땜납 볼(16)이 접합 땜납(22)의 리플로우시에 용해되는 경우에도, ΔH1는 H0-H1보다 작다. H0=35mil이면, H1은 약

25.5mil이고, ΔH1는 전자 모듈(12)의 무게에 따라서(후술하는 표 2의 1.5mm 및 2.9mm CBGA 모듈 두께를 각각 사용하

는 것과 관련된 단면 측정값에 기초해서) 2.0mil 내지 3.5mil이다. 따라서, 리플로우 온도를 땜납 볼(16)의 고화 온도이하

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지나친 고온은 전자 디바이스 또는 회로 카드(30)의 구성 요소와 같은 전자 구조체

(10)의 일부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리플로우 온도는 전자 구조체(10)의 어떤 부분도 손상시키지 않는 최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상기 전자 구조체(10)의 어떤 부분도 손상시키지 않는 최고 온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 특히 250℃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리플로우 온도의 가용 범위는 약 230℃ 내지 약 250℃를 포함할 수 있다.

표 1은 주석-안티몬(Sn/Sb) 합금에서, 3 내지 15 중량%의 안티온의 범위내에서 TS,BALL은 233-246℃ 범위내에 있다. 따

라서, 주석-안티몬 합금에서 각각 3%, 5%, 10% 또는 15%의 안티몬 중량비에 대해서 TREFLOW가 233, 234, 245 또는

246℃인 경우에 땜납 볼(16)은 접합 땜납(22)의 리플로우시에 녹지 않을 것이다. 10% 안티몬은 TS,BALL의 246℃의 값보

다 1℃만 낮은 TS,BALL(245℃)의 값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특성(예컨대, 취성(brittleness))은 Sn/Sb 비

율이 증가함에 따라서(즉, 안티몬 중량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더 선호된다. 따라서, 15%의 안티몬보다 10%안티몬을 사용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석-안티몬 합금의 안티몬 중량비의 바람직한 범위는 약 5 내지 10% 또는

약 3 내지 10%이다.

하기의 표 2는 다양한 땜납 용해 구조체의 TFL 테스트 결과이다. 테스트를 통해서, Case #1, #2, #3 및 #4로 나타낸 바와

같이, 땜납 볼(16)의 재료 및 접합 땜납(22)의 재료의 다양한 실시예를 가지고, 도 3의 전자 구조체(10)와 유사한 전자 구

조체의 TFL를 나타낸다. Case #1 및 #2는 납-함유 땜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본 발명의 범주내에 있지 않다. Case #

1은 Case #2, #3, #4가 TFL에 관해서 비교되는 기준 케이스로 이용되었다. Case #2는 Case #1, #4 및 #4와 TFL에 대

해서 비교되기 위해서만 사용되었다. 회로 카드(30)는 6개의 전자 모듈(12)을 유지하고 있다. 6개의 전자 모듈(12) 각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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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카드(30)상에 대응하는 25×25 도전성 패드(34)에, 접합 납(22:즉, 납 페이스트)을 가진 16×16의 땜납 볼(16)을 구

비한 세라믹 볼 그리드 어레이(CBGA) 모듈을 포함했다. 따라서, 회로 카드(30)상의 땜납 접합부의 전체 갯수는 3750(즉,

6×25×25)개이다. CBGA 모듈의 두개의 두께, 즉 1.5mm 및 2.9mm가 테스트된다.

표 2에 리스트된 모든 테스트에 대해서, 전자 모듈(12)에 납땜되기 전의 땜납 볼(16)은 35mil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즉, 모

든 테스트에 대해서 H0=35mil). Case #1에 대해서, 땜납 볼(16)은 용해되지 않고, 전자 모듈(12)에 땜납 페이스트를 사용

해서 용해된 이후에, 그리고 또한 63Sn/37Pb 땜납 페이스트를 사용해서 회로 카드(30)에 연결된 이후에 지름 35mil을 유

지한 채 남아있다(즉, H=H1=H0). Case #2, #3 및 #4는 각각 땜납 볼(16)을 전자 모듈(12)에 납땜하는 동안 땜납 볼(16)

이 용해되어서, H1 25.5mil가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Case #2, #3 및 #4에서, 땜납 볼(16)은 땜납 볼(16)을 전

자 모듈(12)에 납땜하는 동안 용해되어서, 1.5mm두께의 CBGA 모듈이 사용되는 경우에, ΔH1 2.0mil이고, 2.9mm두께

의 CBGA 모듈이 사용될 때는 ΔH1 3.5mil이다.

[표 2]

표 2에 간추려진 테스트는 30분의 지속, 15분 내에 0℃에서 100℃로의 열 변화, 15분 내에 100℃에서 0℃로의 열변화를

가진 열 사이클을 각각 포함한다. 0℃에서 100℃로의 전이는 12½분동안 0℃에서 거의 100℃까지 가고, 이어서 2½분 동안

100℃로의 점근(asymptotic) 또는 저속 어프로치가 후속한다. 100℃에서 0℃로의 전이는 12½분동안, 100℃에서 거의

0℃까지 가고, 이어서 2½분동안, 0℃로의 점근 또는 저속 어프로치가 후속한다.

Case #1, #2, #3 및 #4마다, 3개의 회로 카드 및 회로 카드 당 6개의 모듈의 총 18개의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되었다. 상술

한 바와 같이, 주어진 Case(즉, #1, #2, #3 및 #4)에서, 30분의 각각의 테스트 사이클이, 모든 18개의 모듈에 대해서 0에

서 100℃로의 사이 또는 100℃에서 0℃로의 사이에 열 사이클에 적용되었다. 각각의 모듈은 원 중심("중립 포인트")으로

부터의 원내에 625개의 땜납 접합부를 가지고 있어서 각각의 원내의 땜납 접합부는 중립 포인트("DNP")로부터 동일한 간

격으로 위치된다. 각각의 원내의 땜납 접합부는 시티치(stitch) 형상으로 서로 접속된다. 두 지점의 전기 저항 측정이 처음

에는 최외각 7개의 원 각각에 대해서 수행되고, 각각의 100, 200 또는 300 사이클 수행된다. 모듈내의 적어도 하나의 원의

전기 저항이 적어도 100옴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면, 모듈은 고장으로 판정된다. 각각의 저항 특정 이후에, 고장 확률은

NFAILED/NTOTAL로 계산되고, 여기서, NTOTAL은 전체 테스트된 모듈의 수(즉, 18)이고, NFAILED은 저항 측정에 의해 고장

으로 판정된 모듈의 수이다. NFAILED/NTOTAL 대 log10NCYCLES는 도시되고/도시되거나 표로 만들어져서 "고장 곡선"을 생

성하고, 여기서 NCYCLES는 마지막 저항 측정이 수행되는 사이클의 수이다. 고장 곡선(즉, NFAILED/NTOTAL 대

log10NCYCLES)을 로그-정규 분포로서 모델링할 때, N50의 계산이 수행되고, 여기서 N50은 50%이상의 모듈의 고장인 사

이클의 수이다. 이런식으로 N50은 고장 곡선으로부터 통계적으로 유도된다. 표 2에 기초한 분석에서, N50은 TFL의 측정

으로 사용된다. 표 2의 TFL은 TFL이 Case #1에서 1.0을 취하도록 정해진 형태로 표현된다. 따라서 Case #1은 #2, #3

및 #4가 비교되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

표 2에서, Case #1은 땜납 볼(16)내에 약 310℃의 용해점을 가진 고 용해점 90Pb/Sn 합금을 사용하고, 접합 땜납(22)내

에 약 183℃의 용해점을 가진 저 용해점 공융(eutectic) 63Sn/37Pb 합금을 사용한다. 따라서, 땜납 볼(16)을 용해시키지

않고 접합 땜납(22)을 리플로우하는 리플로우 온도를 선택하는 매우 넓은 온도 범위가 존재한다. 따라서, Case #1는 수용

가능 열 피로 수명(TFL1)을 가지고 있고, 이는 Case #2, #3 및 #4가 비교될 수 있는 기준 경우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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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어 있다. Case #1은 땜납 볼(16)과 접합 땜납(22)이 상이한 온도에서 용해되는 이중 용해 케이스를 예시하고 있다.

평균 피크 리플로우 온도(<TPK>)는 Case #1 및 #2에서 215℃이고, Case #3 및 #4에서 240℃이다. 따라서, 표 1의 고화

및 액화온도에 기초해서, 땜납 볼(16)은 Case #2, #3 및 #4일 때 접합 땜납(22)의 리플로우시에 용해된다. 따라서, 접합

땜납(22)의 리플로우는 2.9mm CBGA 모듈인 경우 땜납 볼(16)의 높이를 25.5mil에서 약 22mil로 감소시키고(35mil의 초

기 높이에서 37%의 감소를 보임), 1.5mm CBGA 모듈인 경우 25.5mil에서 약 23.5mil로 감소시킨다(35mil의 초기 높이

에서 33%의 감소를 나타냄).

Case #2 및 #3은 땜납 볼(16)과 접합 땜납(22)이 같은 온도에서 용해되는 단일 용해 케이스로, 이는 땜납 볼(16)과 접합

땜납(22)이 Case #2와 #3 각각의 경우에 동일한 합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Case #2는 183℃의 용해 온도를 가진 63Sn/

37Pb 합금을 사용하고, Case #3은 217℃의 용해 온도를 가진 95.5Sn/3.8Ag/.7Cu 합금을 사용한다. Case #2에서의 전

자 모듈(10)은 두께가 1.5mm 및 2.9mm CBGA인 모듈 각각에 대해서 기준(TFL1)의 38% 및 35%인 열 피로 수명(TFL2)

을 가지고 있다. Case #3의 전자 구조체(10)는 두께가 1.5mm 및 2.9mm인 CBGA 모듈 각각에 대해서 기준(TFL1)의

76% 및 69%인 열 피로 수명(TFL3)을 가지고 있다. CBGA 모듈 두께에 대한 상술한 TFL2 및 TFL3의 변화는 통계이며 실

제 큰 가치는 없다.

Case #4는 이중 용해 케이스로서, 땜납 볼(16)은 95Sn/5Sb를 포함하고, 접합 땜납(22)은 용해 온도가 217℃인 95.5Sn/

3.8Ag/.7Cu 합금을 포함한다. #2 및 #3에 비해서, Case #4는 두께가 1.5mm 및 2.9mm인 CBGA 모듈 각각에 대해서 기

준(TFL1)의 90% 및 93%인 열 피로 수명(TFL4)을 가진다. Case #2 및 #3에 비해서, CBGA 모듈 두께에 대한 상술한

TFL4의 변화는 순수한 통계치로 실제 큰 가치는 없다. Case #4는, 전체 높이가 35mil의 최초 높이(H0)에서 약 22 내지

23.5mil의 범위내에서 최종 높이(H)로 줄어드는 CBGA 모듈 제조시(도 2 참조) 및 회로 카드 조립(도 3 참조)시에 땜납 볼

(16)이 용해되는 경우에도, 기준(TFL1)과 거의 같은 열 피로 수명(TFL4)을 나타낸다. Case #4에서 땜납 볼(16)은, 234℃

이하에서 접합 땜납(22)을 리플로우하거나, 245℃이하에서 일어나는 접합 땜납(22)의 리플로우에 의해 땜납 볼(16)내의

90Sn/10Sb 합금을 사용하는 등에 의해 1초 동안(즉, 접합 땜납(22)의 리플로우 동안) 용해되지 않는다면, TFL4는 상기

0.90-0.93의 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Case #4의 TFL4

결과는 땜납 볼(16)이 접합 땜납(22)의 리플로우시에 용해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가능하다. 즉 기준 열 피로 수명

(TFL1)의 적어도 90-93%는 Case #4로 유지된다. 이는 땜납 볼(16)이 초기 높이 35mil에서 33%-37%만큼 전체 높이가

감소되었다는 견지에서 볼 때, 예상하지 못한 이점이다.

만약 TFL이 규정된 값 대신에 절대적인 관점으로 표현한다면(즉, 전자 구조체(10)의 고장까지의 사이클의 수의 관점),

2.9mil로 두께가 더 두꺼운 CBGA 모듈은 1.5mil로 두께가 더 얇은 CBGA 모듈보다 더 낮은 TFL을 나타내고, CBGA 모듈

의 두께가 더 두꺼우면 모듈이 더 견고하고, 이로써 더 얇아서 더 유연한 CBGA보다 전단 변형에 대한 반발이 덜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표 2는 TFL이 규정된 형식으로 표현될 때, CBGA 모듈 두께에 무관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인 Case #4의 유익한 사용은 다른 땜납 화합물에 비해서, CBGA 모듈 두께에 의존하지 않는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땜납 볼(16)은 리플로우 온도가 땜납 볼(16)의 고화 온도 이하이면, 접합 땜납(22)의 리플로우시에

용해되지 않는다. 만약 리플로우 온도가 땜납 볼(16)의 고화 온도 이상이지만 땜납 볼(16)의 액화 온도 이하이면, 리플로우

시에 땜납 볼(16)의 부분 용해가 발생할 것이다. 만약 리플로우 온도가 땜납 볼(16)의 액화 온도 이상이면, 땜납 볼(16)은

리플로우시에 완전히 용해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땜납 볼(16)의 액화된 재료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합 땜납(22)의

재료와 상호 혼합될 수 있다.

도 4는 표 2의 Case #4에 대해서 도 3의 땜납 볼(16)의 재료와 도 3의 접합 땜납(22)의 재료가 상호 혼합되는 것을 도시한

이미지(40)이다. 이미지(40)는 회로 기판(30)의 도전성 패드(34)상에 있다. 도 4의 이미지(40)에서, 땜납 볼(16)의 물질과

접합 땜납(22)의 물질 사이의 시각적인 차이는 없고, 이는 땜납 볼(16)의 물질과 접합 땜납(22)의 줄질이 상호 혼합되어 있

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호 혼합은 접합 땜납(22)의 리플로우시에 땜납 볼(16)의 용해에 의해 가능하다. 반대로, 땜납 볼

(16)이 접합 땜납(22)의 리플로우시에 용해되지 않는다면, 땜납 볼(16)의 물질과 접합 땜납(22)의 재료를 상호 혼합하지

않는다.

여기 개시된 것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무연의 땜납 볼(16) 및 무연의 접합 땜납(22)의 사용을 예시한 것이다. 무

연의 땜납 볼(16)이 주석-안티몬 합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무연의 땜납 볼(16)은 작거나 미소량의 다른

금속, 그 중에서도 구리, 비스무스, 아연, 은 또는 니켈과 같은 금속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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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위해 본 발명의 실시예가 개시되었지만, 많은 변형 및 변화가 당업자에 의해 있을 수 있다.

도 1 내지 도 3의 땜납 볼(16)을 땜납 볼이라고 했지만, 땜납 볼(16)은 상술한 바와 같이 땜납 볼(16)을 전자 모듈(12)에 또

는 회로 카드(30)에 납땜에 의해 연결시키기에 적합한 임의의 다른 형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땜납 볼(16)은 일반적으

로 땜납 볼 형상(즉, 구형)의 땜납 부재, 땜납 기둥(즉, 거의 원통형) 형상 등을 포함한다.

비록 도 1 내지 도 3의 전자 모듈(12) 및 회로 카드(30)를 전자 모듈 및 회로 카드라 했지만, 전자 모듈(12)은 일반적으로

제 1 기판(예컨대, CBGA 또는 PBGA 모듈과 같은 전자 모듈, 반도체 칩 등)이고, 회로 카드(30)는 일반적으로 제 2 기판

(예컨대 회로 기판, 세라믹 멀티칩 기판 등)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을 마련하는 단계와,

접합 땜납을 사용하지 않고, 무연의 땜납 부재를 상기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땜납 부재는 주석-안티몬 합금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주석-안티몬 합금은 3 내지 15중량%의 안티몬과,

주석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잔여 중량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구조체 형성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석-안티몬 합금은 5중량% 내지 10중량%의 안티몬을 함유하는

전자 구조체 형성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납땜 단계는 상기 땜납 부재를 리플로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 구조체 형성 방법.

청구항 4.

제 1 기판 및 제 2 기판을 마련하는 단계와,

접합 땜납을 사용하지 않고, 무연의 땜납 부재 -상기 땜납 부재는 주석-안티몬 합금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주

석-안티몬 합금은 3 내지 15중량%의 안티몬과, 주석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잔여 중량 부분으로 이루어짐- 를 상기 제

1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와

무연의 접합 땜납을 사용해서 상기 땜납 부재를 상기 제 2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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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전자 구조체 형성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땜납 부재를 상기 제 2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는 상기 접합 땜납을 상기 접합 땜납의 액화 온도 이상이며 250℃이하인

온도로 리플로우하는

전자 구조체 형성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땜납 부재를 상기 제 2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는 상기 접합 땜납의 액화 온도 이상이며, 상기 전자 구조체의 어떤 부분

도 손상시키기 않는 최고 온도 이하인 온도로 상기 접합 땜납을 리플로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 구조체 형성 방법.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접합 땜납은 95.5-96.0중량%의 주석, 3.5-4.0중량%의 은 및 0.5-1.0중량%의 구리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석

-은-구리 합금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구조체 형성 방법.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땜납 부재를 상기 제 2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는 상기 땜납 부재를 용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 구조체 형성 방법.

청구항 9.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땜납 부재를 상기 제 2 기판에 납땜하는 단계는 상기 주석-안티몬 합금을 상기 접합 땜납과 상호 혼합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전자 구조체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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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기판과,

땜납 부재와 상기 기판 사이에서 접합 땜납을 사용하지 않고, 상기 기판에 납땜된 무연의 땜납 부재를 포함하되,

상기 땜납 부재는 주석-안티몬 합금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주석-안티몬 합금은 3 내지 15중량%의 안티몬과,

주석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잔여 중량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구조체.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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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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